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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길도 윤선도 원림(명승 제34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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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조망루트 선정을 한 가시권분석으로 보길도 윤선도원림(명승 제34호)내 치하고 있는 

지형의 능선부를 조망 상으로 하여 GIS를 활용한 가시권분석을 실시하 다. 이는 명승과 같은 자연·문화

자원에 한 효율 이고 최 화된 조망루트를 조성하기 한 기 연구로 가시권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

이 요약될 수 있었다. 

명승 지정구역 내부에 치한 주요능선을 따라 가시권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하여 첩한 결과 세연

정에서 낙서재로 이어지는 공간  자연취락지역에서 가시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으며, 가시

빈도가 높은 지역을 따라 선정된 조망루트와 수치지형도의 도로망과 첩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가시권 

지  6개를 선정하여 주변 경 자원에 한 가시권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주변 경 의 가시가능 여부를 확

인한 결과 가시 역이 양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시도분석 기법은 명승내 옛길의 복원  경 통제 , 조망루트 조성 등을 한 

기 연구로 추후 가시권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경 의 형태에 따른 선호도분석과 명승내 다양한 문화자원

들에 한 가시여부를 확인하여 통해 보다 실질 인 가시권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가시권분석∣경관통제점∣조망루트∣
Abstract

This study, as a purpose of viewshed anaiysis is selected for the view route, View of the 

target yunseondo wonlim (scenic sites No.34) located in the terrain ridge. Using GIS Viewshed 

analysis carried out and the results reflect the view route was selected. The basic research for 

this study, the scenic sites such as the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for the efficient and 

optimized to create the route view

Viewshed Analysis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Along a scenic sites located inside 

the main ridge Viewshed analysis was carried out. This overlapping the cumulative results are 

Leading to Nakseojae(樂書齎) Seyeonjeong(洗然亭) from space in the visible frequency higher 

natural villages of the district. Selected the view route and were on the road and in the 

topographic map nesting along Visible high-frequency reg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nested 

Viewshed major selected six points Viewshed analysis was carried out. Resource for the 

surrounding landscape. Results determine whether the visibility of the surrounding landscape 

was identified as the viewable area appears good. Finally Viewshed Analysis results for six 

points in the final review.

■ keyword :∣Viewshed Analysis∣Landscape Control Points∣The Cumulative Visi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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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명승(名勝)1)은 부분 유명한 자원이자 국민들

이 이용하는 유산이므로 사람들의 상 상이라는 

에서 보존을 우선하여야 하는 다른 문화재, 즉 문화유

산과 확연히 구분되는 성격을 가지며, 명승의 경 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이나 생업과 하게 

련되어 있다[1]. 최근 명승을 시한 자원에 한 

국민  정서에 해서는 재까지 구체 으로 조사된 

통계는 없으나, 지자체에서의 명승지정에 한 극

인 사업과 객 증가라는 지표를 통해 국민 인 정서

는 매우 정 인 것으로 사료되며, 국가 랜드 가치 

한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진다[2].

명승은 경  특성상 문화재 내·외부에서의 경   

가시여부, 근성 등은 문화재 활용  측면에 있어 

요한 요인이 된다[3]. 이러한 경 자원에 한 시각  

요소의 고려는 제 3자의 입장에서 상을 바라보는 단

순한 이용에서 탈피하여 찰자가 장에서 체험하거

나 간 인 감상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나 명승을 상으로 한 조사에 있어서 자연환경

과 인문학 분야의 기  조사는 활발한 반면, 명승의 

경  측면인 시각  자원을 주로 한 조사는 미진한 

실정이다. 한 자연경 을 상으로 하는 주 인 감

정 , 미  평가 상이라는 에서 주요 조망 의 선정 

 주요한 시각  지표에 한 정량 인 추출방법이 용

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 으로 의 주 상인 볼거리는 가시 인 경

과 그 속에 내재된 의미나 요성이 복합 으로 작용

하여 인지되며 선호도에도 직  향을 주는 것을 감

안한다면 자연경 과 역사문화경 의 종합  고려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련분야의 실정은 명승지에서 이용객들의 

루트 활용 등을 한 기본  정보 데이터의 축 에

도 미흡한 실정이다. 명승의 자원 활용을 해서는 실

제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발굴하고 

이를 효과 으로 제시하여 의 만족도와 질을 높이

는 체계 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이를 해서는 우수한 자연경 과 그 속에 내재된 문

화자원을 체계 으로 DB화하는 것이 요하다. 본 연

구는 이러한 경 자원의 보존 리  활용을 해 GIS

를 활용한 분석방법을 사례연구를 통해 기 자료로 삼

고자 하 다.

본 연구는 2011년에 실시된 명승 제34호 보길도 윤선

도 원림의 복원사사업의 일환으로 보길도내 요 유

지인 낙서재와 세연정 사이에서 가시권 분석을 실시함

으로써 고산 윤선도가 경 한 원림공간의 체험을 한 

조망우수구간을 선정하여 계획 수립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2. 관련연구의 동향
경 분석  평가에 련한 연구는 1970년부터 환경

심리학, 조경학, 지리학 등에서 다양하게 근하고 있으

며, 경 분석  평가를 한 근과 실험방법 등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재 경 에 한 연구는 이

론개발, 이론의 사례검증, 평가방법의 개발 등으로 구분

되고 있다. 경 평가 이론의 개발 분야는 경 미학과 

목하여 이론  토 를 이루고 경 평가분야는 인지

도  선호도 등을 통한 이론에 한 실례검증으로 

개되었다. 평가방법의 개발 분야에서는 시인성  가시

권 분석과 경 시뮬 이션 등의 연구로 최근에 들어 활

발히 개되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로 GIS  이

를 활용한 공간분석기법이 비약 으로 발 함에 따라 

최근에는 GIS 기반의 가시권분석이 보편 으로 활용되

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 경 과 련된 연구가 활성화된 시기는 1990

년 반으로 가로경 에 한 연구가 심을 이루었으

며, 연구의 방법은 선호도 조사와 내부경 평가에 한 

연구가 부분 이 다. 90년  후반에 들어 외부에서 

조망되는 상에 한 연구로 확 되었으며, 다양한 계

층의 경 선호에 한 상 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90년  말부터는 경 시뮬 이션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기 시작하여 시뮬 이션 기법의 연구

를 비롯하여 사진실측을 통한 연구 등이 시도되었으며,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가시권 분석 등으로 발 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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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와 련된 최근, 가시권분석 연구는 자연․문

화자원에 한 가시권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이에 한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GIS와 RS를 이용

하여 이용객들에게 보여지는 국립공원의 시각  경

자원에 한 연구[4], 시곡면 분석방법을 통해 경 지구 

지정시 건축물 고도제한에 한 정량 인 연구[5], 다수

의 조망 에서 가시빈도분석방안 연구[6], 문헌자료와 

GIS를 이용하여 과거의 지형데이터를 구축하고 산성의 

입지와 감시체계 확보를 한 가시도 분석에 한 

연구[7], 산림경 에 한 조망권 확보를 해 시곡면 

분석방법을 이용한 GIS 가시권분석 방법의 연구[8] 등

이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역사문화자원 등에 한 경  

리방안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시권 분석

과 시곡면 분석, 가시빈도분석 등을 통해 고도제한  

역사경 의 정비 등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 그동안의 가시권분석연구를 살펴보면 가시권분

석결과가 상호가시(mutual visibility)2) 된다는 가정하

에 가시권분석을 하는 것이 일반 인 연구 으나, 조망

과 조망 상에 한 교차분석3)을 실시하여 가시권분

석의 첩결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가시권 첩을 

이용한 주요경 통제  선정의 유용성여부를 확인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과정
1.1 연구범위
본 연구의 상인 보길도 윤선도 원림은 고산 윤선도

(1587 ～ 1671)에 의해 천혜의 자연환경에 성리학의 사

상이 반 되어 조성된 곳으로 격자  자락에 낙서재와 

곡수당을 세우고 그 건  산 턱 에 집을 지어 동천석

실이라 하 다. 계곡의 동북쪽에는 세연정을 세워 자연

과 인공의 조화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공간

을 조성하 다. 이러한 보길도원림은 경 계획과 조경

술이 집약된 유 으로 조선시  표 인 별서정원으

로 인정되어 2008년 명승 제34호로 사 에서 명승으로 

재지정 되었다. 주공간은 낙서재지역의 격자 을 심

으로 분지형태의 지형을 지니고 있어 낙서재와 동천석

실이 마주보는 형태를 보이고 세연정에서 곡수당까지

는 완만한 평지와 배면에 구릉으로 지형이 형성되어 개

방 인 조망특성을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고산이 낙서

재와 세연정 사이 구간을 하루에도 몇 번씩 다녔다 하

여 요성을 더하고 있다.

한 재, 문화재청과 완도군에서 보길도 윤선도 원

림내의 세연정 등을 비롯한 원림 일 의 문화재 원형복

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시의성이 크다.

그림 1. 연구대상 위치도(다음지도에 위치 표기)

그림 2. 명승 제34호 보길도 윤선도 원림 문화재 지정 구
역도

보길도원림일 의 지형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5m에

서 450m 이내의 높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곡부를 따

라 형성된 경사지와 격자 과 해안이 하는 부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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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형분석

구 분 0-45m 45-90m 90-135m 135-180m 180-225m 225-270m 270-315m 315-360m 360-450m

표고 면적 164,367 93,149 71,673 63,139 50,007 38,057 27,356 11,987 3,385
비율 31.4% 17.8% 13.7% 12.1% 9.6% 7.3% 5.2% 2.3% 0.6%

구 분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경사 면적 124,194 114,143 164,970 96,896 19,065 3,040 654 141 17
비율 23.7% 21.8% 31.5% 18.5% 3.6% 0.6% 0.2% 0.1% 0.1%

구 분 Flat North Northeast East Southeast South Southwest west Northwest

향 면적 137,377 45,541 43,196 57,426 45,343 38,435 39,496 50,361 64,944
비율 26.3% 8.7% 8.3% 11.0% 8.7% 7.3% 7.5% 9.6% 12.6%

외하면 부분의 지역이 완만한 능선을 이루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길도 윤선도원림의 세연정과 낙

서재로 연결되는 지역은 평탄지에 가까운 경사도와 표

고5~50m 사이의 높이에 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낙서재와 곡수당이 치한 지역은 격자 의 북사면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 지형분석도(표고, 경사, 향)

연구 상지에 한 지형분석결과(표고, 경사, 향 분

석)를 바탕으로 세연정과 낙서재를 포함하는 지형의 능

선을 따라 조망 을 선정하 다. 

1.2 연구과정
일반 으로 조망이라 하면 찰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한 에 보이는 상물과 그 주변 환경을 의미하

며, 조망 은 조망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 이라 정

의 하고 있다. 한, 조망 상을 바라보는 불특정 비

시  가운데 조망경 이 우수하여 지속 으로 보 , 

리가 필요한 시 을 의미하기도 한다[9][10].

본 연구는 조망루트4)선정을 한 경 분석 방법으로 

가시권분석에 한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  고찰을 실

시하 다. 한  지형분석을 통해 세연정에서 낙서재로 

이어지는 공간에 한 가시분석의 첩을 한 조망

을 선정하 다. 가시분석 첩결과의 검토를 해 실내

조사와 실외조사를 병행하 는데 실내조사로는 가시권

분석으로 객  경 분석을 해  GIS tool 의 하나

인 ARC-GIS 9.3 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수지지형

도(1:5,000)에서 등고 이어를 추출하여 디지털지형표

고모델(DEM : Digital Elevation Model)을 작성하 다. 

다음으로 가시권 분석(Viewshed Analysis)을 하 는데 

지형분석을 통해 선정된 20개의 조망 을 선정하여 조

망 상 구역에 한 가시권분석 결과를 토 로 가시권

분석을 첩하 으며, 이를 통해 우수가시구간5)을 조

망루트로 선정하 다. 선정된 조망루트에서의 주요경

통제 을 확정하기 해 반사도면화 기법을 통해 가

시권분석을 실시하 다. 실외조사는 가시권분석결과를 

통해 최종 선정된 조망루트와 조망 에 한 장 검토

를 실시하 다.

2. 연구 방법
1.1 가시권분석의 개념
가시권 분석은 수치화된 지형정보(DEM : Digital 

Elevation Model)를 바탕으로 측지 (observation 

site)과 목표지 (target site)간의 시 선(LOS : Line of 

Sight)차단여부를 계산하여 가시 역과 비가시 역을 

도출하는 분석방법으로 GIS의 수치표고모형(Digital 

Elevation Model : DEM)을 기본 자료로 요 측 에

서 개별 으로 수행한 가시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명승

의 스카이라인 형성 등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가시권 분석은 측지 의 치 조망반경 

등에 한 복합 인 고려를 통하여 가시권 범 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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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1].

그림 4. 가시권분석 개념[12]

이러한 가시권분석은 측자를 심으로 가시 역과 

비가시 역을 시뮬 이션 하여 수치지도상에 나타내

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안테나의 설

치와 같은 산업분야, 산림벌목 이나 노천 산지역의 

리, 경 향분석과 같은 경 분야 군사분야, 지 탐

방 경로의 설정과 같은 분야 계획 등의 다양한 분

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문화재와 련하여서는 지정

문화재와 련된 의사결정을 한 문화재보존 리지도 

DB구축으로 문화재 상변경의 허용 기  등을 제공하

고 있다.

그림 5. 문화재보존관리 관리지도 DB구축 및 운영

1.2 가시권분석을 이용한 경관분석
경 분야에서 가시권분석은 주로 주요 조망  선정

이나 지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  조망 선정

은 경 평가의 기본이 되는 LCP(Landscape Control 

Point)를 선정하는 것으로 경 시뮬 이션 경 미분석, 

조망루트 선정 등을 수행하는 분석방법이다.

가시권분석에 사용하는 지형 데이터는 보통 TIN이

나 DEM 을 사용하는데, TIN은 불규칙한 기 에 한 

가시권분석에 이용되고 DEM은 고도행렬구조로 부

분의 가시권분석에 이용된다. TIN을 이용한 가시권분

석은 수치지형도의 자체오차와TIN의 각 지 에 따라 

분석결과가 민감하게 달라지고 있어 안정 이지 못하

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망루트선정을 한 가시권

분석시 정량 인 분석이 용이한 DEM 포맷방식을 사용

하 으며, 선정된 조망루트에서 조망  선정을 한 가

시권분석시에는 평지에서 주변 자연경 에 한 가시

권분식이 용이한 TIN 포맷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표 2. DEM과 TIN의 비교[14]

구분 장   단   

TIN

미관이 양호하여 분석결과에 대
한 이해도가 높음
불규칙한 기점의 가시권 분석시 
적함

위상관계구조로 인한 복잡한 자
료구조로 조작이 비효율적
관찰 횟수 파악 불가능,복잡한 
지형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부
적합

DEM
GRID구조로 인한 간단한자료구
조로 조작이 효율적임
정량적인 분석이 용이함

복잡한 지형의 가시권 분석시 
많은 격자점 필요
평탄지형의 가시권 분석시 많은 
자료 필요

일반 인 가시권 분석은 지형도를 분석하여 교차로

나 장, 문화재 등의 한 장소를 선택하여 단일 조망 

상  방식을 사용하여 가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부

분 이 다. 기존에 주로 사용되어 오던 단일조망 방식

의 경우 분석시간이 게 소요되지만, 선정된 하나의 

조망 이 명승에서의 경 조망에 표성을 가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명승과 같이 상지가 넓거

나, 조망루트 선정과 같이 선형을 따라 나타나는 경

을 가시분석하기 한 방법으로 다 조망 상 을 선

정 후, 반사도면화기법(Reflective mapping) [15]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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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권분석의 첩을 실시하여 가시 역의 빈도가 높

은 지역을 심으로 보길도원림에 한 주요 조망지역

을 악하고 조망루트를 확정하도록 하 다.

가시권분석의 첩은  명승과 같이 비교  넓고 내외

부의 지형  변화가 있는 상지일  다수의 조망 에

서 얻어진 가시권 분석의 결과값을 첩하여 그 빈도값

을 표 함으로써 단순한 가시여부에서 벗어나 요한 

가시 치를 단 할 수 있다[15].

그림 6. 가시분석결과의 중첩 계산과정 [15]

그림 7. 반사도면화 기법을 이용한 가시권분석

 가시권분석 지 은 능선을 따라 선정하되 다층구조

의 조망 상 이 구성되도록 20개의 지 을 선정하

으며 vp01에서 vp20까지 구분하 다.

그림 8. 가시권분석 지점의 선정

우수조망구간은 앞으로의 개발 등 계획에서 우선

으로 조망권 침해를 지해야 하는 구간을 뜻하기도 한

다. 이러한 우구조망구간을 선정하기 해 가시권 첩

을 실시하 다.

가시권 첩의 상지역은 낙서재에서 세연정까지 이

어지는 구간으로 [그림 7]과 같이 반사도면화기법을 이

용하여 가시권 분석을 실시한 후 분석결과를 첩하여 

가시빈도를 측정하 다. 

빈도분석 결과를 상으로 한 신뢰성을 검토하기 

해  가시권 첩결과를 토 로 확정된 조망루트에서 

[그림 15][그림 16]과 같이 조망지 에서 투시도면화 기

법을 이용한 가시권분석과 장조사를 병행하여 가시

권 첩결과를 검토하 다.

가시권 첩결과를 이용한 우수조망구간 선정의 정확

성을 검증하기 해 투시도면화기법을 이용한 가시권

분석과 지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비교 하여 장조사

결과와 가시권분석 결과가 일치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가시권 첩에 의한 조망루트 설정의 타당성을 여부를 

검증 할 수 있다.

III. 결과 및 고찰

1. 우수조망구간 선정
1.1 가시권분석 중첩결과
조망루트선정을 한 가시권 분석은 가시될 지 에

서의 각 지 별 가시권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VP01에서 VP20까지 가시권분포는 [그림 10]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보길도 윤선도원림 주변의 능선

에서 세연정과 낙서재 동천석실로 연결되는 공간은 

체 으로 조망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9. 동천석실에서 바라본 부용동의 모습[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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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0개의 조망점에서의 가시권 분석결과

가시권분석 지 에서 실시한 가시권 분석결과를 

첩한 결과를 종합하면 가시빈도가 높은 구간은 우수가

시구간으로 선정 할 수 있다. 한 우수한 가시구간은 

최소한의 개발을 통해 주요경 을 조망 할 수 있는 조

망루트를 확정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수가시구간을 

조망루트로 확정하고 주요경 통제 을 선정하기 한 

것으로 가시빈도를 산출할 수 있는 가시권분석 첩을 

실시하 다.

그림 11. vp01에서 vp20까지의 가시권분석결과의 중첩

1.2 우수조망구간 선정
20개의 외부조망 에서 보길도 원림내 가시권분석 

첩결과 세연정에서 낙서재로 이어지는 구간  자연

취락지역을 따라 9회에서 14회의 첩결과로 가시빈도

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시권분석의 첩결과에 따라 높은 가시빈도를 보

이는 구간을 우수조망구간으로 선정하 다. 우수조망

구간은 낙서재에서 세연정까지 약 4Km  6개의 구간

(A～B구간)으로 715m로 분석되었다. 

그림 12. 가시권 중첩결과 선정된 우수조망구간선정

주요경 통제 의 선정은 조망루트의 개발에 요한 

요소로 가시권분석의 첩을 통해 가시빈도가 높게 나

타난 우수조망지 과 자연취락지역내 치한 임도6)의 

첩을 통해 우수한 경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조망루

트 선정이 가능하다.

윤선도원림내 임도 구간과 우수조망구간을 첩한 

결과와 임도의 교차 을 주요경 통제 으로 선정후 6

개의 지 을 연결하여 조망루트를 선정하 다.

그림 13. 임도와 우수조망지점의 중첩

그림 14. 선정된 조망루트와 수치지형의 임도와 중첩을 통
한 조망점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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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내의 역사문화경  활용  경 자원의 발굴 등

에 한 측면을 고려하 을 때, 우수조망구간에 한 

주요경 통제  설정은 조망루트의 합리 인 개발에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표 3. 우수조망구간 거리 및 주요경관통제점 좌표

구분 우수조망구간거리 주요경 통제  좌표

A (VP1) 98m 34°09′42.39″, 126°33′18.62″
B (VP2) 117m 34°09′25.76″, 126°33′12.89″
C (VP3) 175m 34°09′14.34″, 126°33′05.27″
D (VP4) 102m 34°09′12.38″, 126°33′02.95″
E (VP5) 117m 34°09′07.48″, 126°32′56.61″
F (VP6) 106m 34°09′06.33″, 126°32′47.03″

1.3 가시권 중첩결과의 검토
투시도면화기법(Projective mapping)[15]을 이용하여 

가시권분석을 실시하 으며, 6개의 가시권분석 지 에 

한 장 검토를 실시하 다.

그림 15. 투시도면화기법을 이용한 가시권분석

그림 16. 선정된 조망지점에서의 가시권 분석결과

그림 17. VP1~VP6까지의 조망경관 현황

조망루트에서 선정된 주요경 통제 에 한 가시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림 16]과 같이 세연정에서 낙서

재로 이어지는 6개의 모든 구간에서 주변지형에 한 

조망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시권분석의 

첩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주요경 통제 에서는 주변

지형에 한 피시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장조사 결과에서도 VP1~VP5에서는 가시권분석결과

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으나, VP6에서는 동천석실과 

격자 일부가 조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장검토 

결과 가시권분석과는 다르게 나타났으나, 조망루트 개

발시 주변식생 정리를 통해 가시권확보가 가능할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가시권 첩을 통한 우수가시구간의 설정이 

지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가시권분

석의 첩이 조망루트 설정에 효과 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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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명승과 같이 자연경 을 주요 자원으로 하는 곳의 조

망루트의 개발은 그 지역의 명소화를 해 요한 일이

며 객 인 지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건이다. 따라서 가시권분석을 통한 조망루트의 선정은 

경 자원에 한 최소한의  개발과 동시에 이용객의 만

족도를 올릴 수 있는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가

시권분석을 통해 분석되는 주요조망  (Landscape 

Control Point : LCP)으로 설정하고 지형분석결과를 토

로 조망루트를 설정하면 명승을 비롯한 역사문화자

원에 한 발굴  최소한의 개발을 한 방법을 제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의 조망루트개

발을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시권분석 툴을 이용한 가시권분석으로 명승에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조망 을 선정하고 조망루트를 선

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승내부에 치한 주요능선을 따라 반사도면

화기법(Reflective mapping)을 통한 가시권 분

석을 실시하고 이를 하여 첩한 결과 세

연정에서 낙서재로 이어지는 공간  자연취락

지역에서 가시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 다.

둘째, 가시빈도가 높은 지역을 따라 선정된 조망루트

와 자연취락지역내 형성되어 있는 임도를 첩

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가시권 지  6개를 선

정하여 투시도면화기법(Projective mapping)을 

통해 주변 경 자원에 한 가시권 분석을 실

시한 결과 가시권 첩결과와 동일하게 가시

역이 양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6개 지 에 한 가시권 분석결과를 최종 검토

하기 해 가시권분석 지 에 하여 장검토

를 실시한 결과와 가시권분석결과는 VP6을 제

외한 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례 상지와 같이 일정한 면 과 선형의 동선을 가

지는 곳에서의 가시권 첩은 조망루트설정에 요한 

요소인 조망통제 을 선정할 수 있으며, 최종확정된 조

망통 과 주변지형  특성을 고려하여 조망루트  탐

방로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최종 선정된 주요 조망  에

서 나타나는 가시권 분석결과에 한 경 선호도 와 역

사문화자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의 

분포여부를 반 하지 못하 다는 을 들 수 있다. 이

는 추후과제로 남겨둔다.

1) 명승은 문화재보호법상 경치가 좋은 곳으로서 술  가치가 크고 

경 이 뛰어난 곳으로써, 지정문화재의 종류  기념물에 해당된다. 

문화재 지정은 이름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는 이름난 풍경을 볼 

수 있는 지 으로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니고 있어 심미  요

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성과정에서 비롯된 고유성, 희귀성, 특

수성 등을 보유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상호가시성은 부분의 가시권분석에서 A에서 B가 조망되면 B에

서도 A가 조망되는 것을 의미한다. 

3) 본문에서 언 된 가시권분석의 교차분석은 조망 상과 조망 을 역

시켜 상호가시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교차분석 결과가 일치하여

야 가시권분석결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4) 조망루트는 새로운 여행문화의 창출, 친환경 개발을 해 ‘지역

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역사경 자원을 감상 할 수 있는 도보

심의 주요자원으로 문화․역사 경  등 을 발굴해 탐방객들에게 다

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17].

5)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우수조망구간의 조작  정의는 보길

도 일원에서 피시빈도가 높아 다수의 조망 상을 확보할 수 있는 구

간을 의미한다.  

6) 고산 윤선도 원림에 치한 자연취락의 임도는 자연 으로 형성된 

길로 임도를 활용하여 합리 인 조망루트 선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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